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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엇이 달라지나, 대입 주요 특징

꼼꼼히 체크하라!

∙ 2월부터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시작

∙ 학생부 성적, 학력평가 및 모의평가 성적을 분석하여 수시 및 정시 지원 가능 대학 탐색

∙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 지원 대학도 달라지므로, 무엇보다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시기별 학습 전략 수립이 중요

∙ 특히, 여름방학에는 일별/주별 계획을 수립, 약점을 보완하여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집중 전략 필요

1.
2017학년도 시기별 TO DO LIST2017

주요 입시 일정

3
‧
5
월

 모의수능  3.10(목)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모의수능  4.6(수)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중간고사>

 수 능  5.1(일) 수능 D-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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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까지의 학생부 성적 분석

∙ 월별 학습 계획 수립

∙ 3월, 4월 학력평가 응시 → 강약 분석

∙ 중간고사 성적 올리기

2월부터는 본격적인 수험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직 목표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2학년

까지의 학생부 성적과 3월, 4월 학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목표 대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진로를 진지하게 고

민하는 것이 좋다. 3월, 4월에 치러지는 학력평가를 통해 자신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학습계획을 치

밀하게 세우고, 6월에 있을 모의평가를 목표로 공부해야 한다. 전국연합과는 다르게 재학생들만이 아닌 졸업

생들이 함께 응시하는 첫 시험인 6월 모의평가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의미가 큰 시험으

로 수시 및 정시 지원 대학 결정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6월 모평을 목표로 최대한 성적

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의고사를 치르는 사이에 학교별로 중간고사가 치러진다. 학교 내신의 중요성은 매해 입시가 바뀔수록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재학생의 경우, 중간고사 시험 준비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도록 하자.

6
‧
8
월

 모의수능  6.2(목) 평가원 모의평가

 모의수능  7.6(수) 인천시교육청 학력평가

         <기말고사>, <여름방학>

 수 능  8.9(화) 수능 D-100

P
O
I
N
T

∙ 6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 수시/정시 유불리 분석 및 지원 가능 대학 선택

- 강약 분석을 통한 남은 기간 동안의 수능 전략 수립

∙ 수시 지원 전략 수립 및 대학별고사 준비

∙ 여름방학 학습계획 수립

6월 2일에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다. 교육청에서 실시하

는 학력평가와는 달리 재수생이 합류하게 되면서 보다 정확하게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적이 다

소 하락하더라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6월 모평 성적을 기준으로 수시 및 정시 지원 대학 수준을 가늠하여 

실질적인 지원 가능 대학을 선택하여야 한다. 

7월에는 기말고사가 학교별로 실시된다.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자. 기말고사까지 

끝나면 여름방학이다. 여름방학은 자신의 취약 영역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시기로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집중 학습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경쟁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음을 유의하자.

이 시기에는 수시 지원 전략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모의평가 결과와 학생부 성적, 본인의 비교과 활

동 등을 분석하여 수시 지원 대학 및 지원 전형을 결정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한 각종 서

류 및 대학별고사 준비를 틈틈이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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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
월

 모의수능  9.1(목) 평가원 모의평가

 수 시  9.12(월)~9.21(수) 수시 원서 접수

 수 시  9.12(월)~12.14(수) 수시 전형기간(94일)

 모의수능  10.11(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수 능  10.18(화) 수능 D-30

 수 능  11.17(목)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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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모의평가 성적 분석  

- 목표 대학 지원가능성 점검

- 강약 분석을 통한 남은 기간 동안의 수능 전략 수립

∙ 수시 원서 접수

∙ 수능 마무리 학습, 주1회 모의고사로 실전 감각 익히기

∙ 수능 당일 컨디션 관리

9월 모의평가는 수시 지원 대학을 판단하는데 있어 수능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다. 9월 모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및 정시 목표 대학을 최종 점검하자. 또한 9월 모의평가 이후

에는 수시 원서 접수와 대학별 수시 면접이나 논술 시험이 시작된다. 전반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수시 준비와 수능 대비를 병행할 수 있는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

9월 모의평가 결과와 수시 원서접수가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수능 실전 감각을 위한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

자. 주 1회 정도는 실전 수능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수능 실전 연습을 해보자. 새로운 것을 학습하

기 보다는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을 차분히 정리하고, 아는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달성하기 어려운 학습 계획은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까지의 학습 계획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

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수능에서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
1
월

 수 시  12.16(금)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

 수 시  12.19(월)~12.21(수) 최초 등록기간

 수 시  12.28(수) 21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수 시  12.29(목)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정 시  12.31(토)~2017.1.4(수) 정시 원서 접수

 정 시  1.5(목)~1.14(토) 가군 전형기간(10일)

 정 시  1.15(일)~1.21(토) 나군 전형기간(7일)

 정 시  1.22(일)~2.1(수) 다군 전형기간(11일)

2
월

 정 시  2.2(목)까지 정시 합격자 발표

 정 시  2.3(금)~2.6(월) 최초 등록기간

 정 시  2.16(목) 21시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정 시  2.17(금)까지 미등록 충원 등록마감

 정 시  2.18(토)~2.25(토) 추가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기간(8일)

 정 시  2.26(일) 21시까지 추가모집 합격통보

 정 시  2.27(월) 추가모집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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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수시모집 정시모집

계(명)
모집인원(명) 비율(%) 모집인원(명) 비율(%)

2017학년도 248,669 69.9 107,076 30.1 355,745

2016학년도 243,748 66.7 121,561 33.3 365,309

2015학년도 241,093 64.0 135,774 36.0 376,867

대학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정시 수시 정시
가톨릭대 65 35 59.1 40.9 

건국대(서울) 56 44 54.2 45.8 

경기대 64.7 35.3 55.2 44.8

경희대 71.8 28.2 62.1 37.9 

고려대(안암) 74.7 25.3 73.8 26.2 

광운대 64.8 35.2 61.6 38.4 

국민대 64.8 35.2 61.5 38.5 

단국대(죽전) 63.6 36.4 58.6 41.4 

동국대(서울) 60.3 39.7 57.9 42.1 

동덕여대 47.1 52.9 41.1 58.9 

상명대(서울) 55.4 44.6 52.9 47.1 

서강대 68.3 31.7 67.6 32.4 

서울과학기술대 61.3 38.7 62.0 38.0 

서울대 77.5 22.5 76.4 23.6 

서울시립대 52.3 47.7 40.8 59.2 

서울여대 59.9 40.1 61.6 38.4 

성균관대 71.7 28.3 76.1 23.9 

성신여대 68.3 31.7 61.8 38.2 

∙ 수시모집 선발 비중 증가

∙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중심. 주요대 수시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지속적으로 확대

∙ 수능의 변화 ⇨ 국어 수준별 시험(A/B) 폐지, 수학 가/나형 실시

                한국사 필수 응시

2.
2017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2017

대입 주요 특징

전체 모집인원 감소가 정시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수시모집 선발 비중은 증가

올해 전체 모집인원은 355,745명으로 전년도보다 9,564명이 감소하였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107,076명

으로 지난해보다 14,485명 줄었으며 수시 선발 인원은 4,921명이 증가하였다. 수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기

는 하였으나 대다수 수험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은 124,426명에서 121,419명으로 오히려 

줄고 특별전형 선발 인원이 119,322명에서 127,250명으로 늘어 수시모집에서의 경쟁 역시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서울대는 전년도에 비해 수시모집 비중이 1.1% 증가했으며, 경희대는 수시모집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9.7%, 

서울시립대는 11.5% 증가하는 등 주요대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성균관대는 전년도에 

비해 수시모집 비중을 줄이고 정시모집 비중을 4.4% 늘린 점이 눈에 띈다.

[2015‧2016‧2017 모집 시기별 모집 인원 비교]

※ 대교협 201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2015.4) 참고

[2016‧2017 주요대 수시/정시 선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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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정시 수시 정시
세종대 56.3 43.7 59.1 40.9 

숙명여대 56.5 43.5 58.0 42.0 

숭실대 61.6 38.4 60.1 39.9 

아주대 66.9 33.1 54.9 45.1 

연세대(서울) 72.5 27.5 72.8 27.2 

이화여대 67.2 32.8 59.2 40.8 

인천대 54.2 45.8 54.3 45.7 

인하대 66.7 33.3 67.8 32.2 

중앙대(서울) 75.4 24.6 72.5 27.5 

한국산업기술대 59.1 40.9 59.5 40.5 

한국외대(서울) 63.8 36.2 63.7 36.3 

한성대 71 29 64.9 35.1 

한양대(서울) 69.8 30.2 71.5 28.5 

구분 전형유형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 141,292명(56.8%) 39.7% 140,181명(57.5%) 38.4%

학생부(종합)  72,101명(29.0%) 20.3%  67,631명(27.7%) 18.5%

논술 위주  14,861명(6.0%) 4.2%  15,349명(6.3%) 4.2%

실기 위주   17,942명(7.2%) 5.0%   17,118명(7.0%) 4.7%

기타    2,473명(1.0%) 0.7%    3,469명(1.4%) 0.9%

소계 248,669명(100%) 69.9% 243,748명(100%) 66.7%

정시

수능 위주 93,643명(87.5%) 26.3% 105,304명(86.6%) 28.8%

실기 위주 12,280명(11.5%) 3.5% 14,365명(11.8%) 3.9%

학생부(교과) 437명(0.4%) 0.1% 434명(0.4%) 0.1%

학생부(종합)  671명(0.6%) 0.2%  1,412명(1.2%) 0.4%

기타    45명(0.0%) 0.0%    46명(0.0%) 0.0%

소계 107,076명(100%) 30.1% 121,561명(33.3%) 33.3%

합계      355,745명 100%      365,309명 100%

※ 2016학년도:대교협 수시 주요사항(2015.7), 정시 주요사항(2015.10) 참고
※ 2017학년도:대교협 201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2015.4) 참고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수시는 학생부 교과 성적에 의해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교과, 교과, 면접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활

용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특기 등 실기 위주로 실시되며, 정시는 수능, 실기 위주로 실시된다. 올

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확대되고 일부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한 대학들

도 있는 등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수시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 선발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111명 증가하였으며, 학생부 종합 전형은 4,470명

이 증가하여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논술 실시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시모집에서 28개교에서 실시하며, 올해 선발 인원은 14,861명이다.

[2016‧2017 전형별 모집 인원 비교]

※ 대교협 2017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2015.4) 참고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

2017학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수시에서 72,101명, 정시에서 67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0.5%

를 차지한다. 전년도에 비해 3,729명 증가한 수치로, 수시모집에서 더 많은 수험생이 서류나 면접 등의 전형 

요소를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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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가톨릭대

학생부우수자(194)
교과우수자(134)★

잠재능력우수자(300)
가톨릭지도자추천(100)★
학교장추천(24)★
성신특별(32)
교육기회균등(80)

논술우수자(175)★ 가군(339)
나군(61)
다군(235)

건국대(서울) -

KU자기추천(612)
KU학교추천(378)
사회적배려대상자(48)
특성화고졸재직자(3)

KU논술우수자(484) 가군(416)
나군(906)
다군(117)

경기대(수원)

교과성적우수자(618)★ KGU학생부종합Ⅰ(435)
KGU학생부종합Ⅱ(324)
고른기회대상자(160)
사회배려대상자(46)

논술고사우수자(140) 가군(52)
나군(153)
다군(652)

경희대 -

네오르네상스(920)
고른기회Ⅰ(150)
고른기회Ⅱ(90)
고교대학연계(400)
학교생활충실자(365)
특성화고졸재직자(3)

논술우수자(920)★ 가군(789)
나군(749)

고려대(안암)
학교장추천(635)★ 융합형인재(505)★

사회공헌자1(25)★
사회공헌자2(13)★

일반전형(1,040)★ 나군(983)

광운대

교과성적우수자(237)★ 광운참빛인재(414)
글로벌인재(25)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2)
고른기회(60)
사회배려대상자(47)

논술우수자(211) 가군(204)
나군(99)
다군(369)

국민대

교과성적우수자(468) 국민프런티어(540)
학교생활우수자(242)
국민지역인재(138)
국가보훈대상자및사회적배려
대상자(90)
취업자(23)

-

가군(625)
나군(373)
다군(223)

단국대(죽전)

학생부교과우수자(453)★ DKU인재(312)
고른기회학생(35)
사회적배려대상자(80)
창업인재(10)
취업자(3)

논술우수자(360) 가군(105)
나군(437)
다군(378)

동국대(서울)
학교생활우수인재(288)
불교추천인재(92)

DoDream(430)
DoDream학교장추천(132)
국가보훈(10)

논술우수자(489)★ 가군(581)
나군(540)

동덕여대
학교생활우수자(250)★ 동덕창의리더(181)

고른기회Ⅰ(10)
고른기회Ⅱ(10)

-
나군(336)
다군(457)

상명대(서울)
학생부교과우수자(183)★
선택교과면접(190)★
군사학(24)★

상명인재(290)
사회적배려대상자(10) -

나군(435)
다군(135)

서강대 -

자기주도형(315)
일반형(286)★
사회통합(21)★
고른기회(31)

논술(364)★ 가군(450)

고려대(안암)은 융합형인재전형 선발 인원을 360명에서 505명으로 크게 확대하였으며, 이화여대 미래인재전

형은 550명에서 620명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하는 등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광운

대, 서강대, 한국외대(서울) 등도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확대되는 등 학생부 종합 전형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대학들이 많다.

[2017 주요대 전형유형 및 선발인원(정원내 기준)]



92017 무엇이 달라지나, 대입 주요 특징 ∙

www.uway.com

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서울과학기술대 -

학교생활(483)
전공우수(216)
국가보훈대상자(27)
저소득층(49)

논술위주(367) 가군(469)
나군(429)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735)★
일반전형(1,672)

-
가군(729)

서울시립대
학생부교과(170)★ 학생부종합(470)

고른기회입학Ⅰ(122)
고른기회입학Ⅱ(32)

논술(188) 가군(636)
나군(100)

서울여대

일반학생(체육)(6) 학생부종합평가(307)
기독교지도자(33)
고른기회Ⅰ(55)
고른기회Ⅱ(12)
일반학생(284)

논술우수자(150)★ 가군(348)
나군(35)
다군(301)

성균관대 -
성균인재(760)
글로벌인재(402)★

과학인재(193)
논술우수(1,021)★

가군(436)
나군(619)

성신여대

교과우수자(541) 학교생활우수자(388)
지역균형(139)
국가보훈대상자(10)
사회배려자(10)

-

가군(590)
나군(131)

세종대

학생부우수자(497)
지역인재(50)

창의인재(230)
고른기회(40)
사회기여및배려자(30)
특성화고졸재직자(3)

논술우수자(434)★ 가군(12)
나군(933)

숙명여대

학업우수자(286)★ 숙명미래리더(259)
숙명과학리더(97)
국가보훈대상자(6)
기회균형선발(9)
사회기여배려자(10)

논술우수자(337)★ 가군(267)
나군(761)

숭실대 -

학생부우수자(470)
SSU미래인재(503)
고른기회1(148)
고른기회2(55)
특성화고졸재직자(6)

논술우수자(387)★ 가군(401)
나군(137)
다군(537)

아주대

학교생활우수자(378) 아주ACE(일반)(311)★
아주ACE(고른기회)(59)
과학우수인재(112)
글로벌우수인재(39)

일반전형Ⅰ(384)★ 가군(247)
나군(109)
다군(245)

연세대(서울)
학생부교과(257)★ 학교활동우수자(437)★

사회공헌자(20)★
사회배려자(30)★

일반전형(683)★ 나군(1,003)

이화여대
고교추천(450) 미래인재(620)★

고른기회(30)★
사회기여자(15)★

논술(555)★ 가군(892)

인천대
INU교과(511)
INU차세대리더(82)★
교과성적우수자(321)★

자기추천(309)
고른기회(80)
사회적배려대상자(40)

-
가군(697)
다군(429)★

인하대
학생부교과(425) 학생부종합(802)

고른기회(110)
논술우수자(859)★ 가군(405)

나군(446)
다군(306)

중앙대(서울)

학생부교과(363)★ 다빈치형인재(497)
탐구형인재(605)
기회균등(95)
사회통합(15)

논술(836)★ 가군(64)
나군(270)
다군(400)

한국산업기술대
일반학생(309)
학생부우수자(174)★
학생부전공우수자(93)★

꿈과끼(170)
특성화고졸재직자(2) -

나군(358)
다군(281)

한국외대(서울)
학생부교과(176)★ 일반전형(358)

고른기회(38)
논술(450)★ 가군(185)

나군(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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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시

정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한성대

교과성적우수자(기본교과)
(468)★
교과성적우수자(전교과)
(218)★

한성인재(155)
국가보훈대상자(32)
배려대상자(32)
특성화고졸재직자(2)

-

가군(264)
다군(223)

한양대(서울)
학생부교과(318) 학생부종합(일반)(958)

학생부종합(고른기회)(113)
특성화고졸재직자(2)

논술(432) 가군(294)
나군(516)

※ 정원내 전형 기준이며,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은 ★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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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과목) 주요 내용
한국사 필수로 지정

국어‧영어 공통(수준별 시험 폐지)

수학 이과, 문과 구분 (가/나형 시험)

탐구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 응시
(사회 : 9과목 중 택2 / 과학 : 8과목 중 택2 / 직업 : 10과목 중 택2)

제2외국어/한문 9과목 중에서 1과목 응시

적성고사 실시 대학 및 선발 인원 감소

2017학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1개교가 줄어든 10개교에서 총 4,562명을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77명이 줄어든 선발 인원이다.

전년도 적성고사를 실시했던 한성대, 금오공대가 적성고사를 폐지하였으며, 삼육대가 SDA추천전형으로 126

명, 적성전형으로 181명을 올해 신규 선발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와 적성고사 성적을 일괄 합산하여 

선발하며,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적성고사 형태가 수능과 비슷하고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만큼 비교적 준비에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이므로, 수능 성적 및 학생부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단기간 내 적성고사를 준비하여 지원해볼 만하다. 

[2016․2017  적성고사 실시 대학 비교]

지역 2017학년도 2016학년도
서울 삼육대, 서경대 서경대, 한성대

인천/경기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가천대, 성결대, 수원대, 을지대(성남),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대전 을지대(대전) 을지대(대전)

충남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고려대(세종), 홍익대(세종)

경북 - 금오공대

수능의 변화 ⇨ 국어 수준별 시험(A/B) 폐지, 수학 가/나형 실시, 한국사 필수 응시

올해 수능부터 국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A형/B형)이 폐지되면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 시험으로, 수학 영역

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되며, 한국사는 필수 응시 영역으로 변경된다. 

[2017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제공하는 타 영역과 다르게 절대평가에 따

른 등급만 제공된다. 그에 따라 각 대학들은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최저학력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다양하게 한국사 등급을 활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사 등급 활용 방법은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대부분의 주요대가 적용하고 있다. 이화여대 인문계열의 경우 한국사 1~3등급 10점, 4~8등급 점수 0.2점씩 

감소, 9등급 8.5점 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한다.ㅇ

그 밖에 고려대(세종), 충북대 등은 응시 여부를 자격기준으로만 제한하며, 서울교대는 4등급 이내로 최저학

력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남대, 울산대 등과 같이 일부 학과에서 한국사 등급에 따른 자체 환산표를 적용

하여, 수능 총점에 일정 비율 반영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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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방법 적용 대학 대학 수

등급별
가산점 부여

가천대글로벌, 가천대메디컬, 가톨릭대, 강원대, 강원대삼척, 건국대, 경기대, 경기대서울, 경동대, 경북대, 
경북대상주, 경운대, 경인교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교대, 광운대, 광주교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
공대, 김천대, 남부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덕여대, 동신대, 동아대, 동양대, 명지대, 명지대용인, 부경대, 부산장신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대, 서울여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
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세한대, 수원대, 숙명여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울산과학기술원, 원광대, 을지대, 을지대성남,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중앙대, 중앙
대안성, 초당대, 춘천교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국외대, 한국외대글로
벌, 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홍익대세종

92개 
대학

자격기준
(응시 여부)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경상대, 경성대, 고려대세종, 공주
대, 광주여대, 금강대, 꽃동네대, 나사렛대, 단국대천안, 대구교대, 대진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목포
대, 배재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서울장신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순천대, 순천향대, 신라대, 
안양대, 안양대강화, 영산대, 영산대부산, 예수대, 우석대, 우석대진천, 우송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인천
대, 장로회신대, 전남대, 전남대여수,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진주교대, 차의과학대, 창원대, 청운대, 청운
대인천, 청주대, 총신대, 충북대, 침례신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대, 한국해양대, 한라대, 한밭
대, 한서대, 한세대, 한양대에리카, 한일장신대, 협성대, 호남신대

70개 
대학

반영 비율 적용
(등급에 따른

자체 환산표 적용)

가야대, 강릉원주대, 강릉원주대원주, 경희대, 경희대국제, 광주대, 대구예술대, 대전가톨릭대, 목원대, 목
포해양대, 서남대, 송원대, 울산대, 위덕대, 전주교대, 창신대, KC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한영신대, 호원
대

21개 
대학

최저 학력 기준 적용 서울교대, 용인대, 청주교대, 한국교통대, 한국교통대의왕, 한동대, 한림대
7개 
대학

기타 백석대, 선문대, 순천향대
3개 
대학

[2017 정시모집 한국사 활용 방법]

※ 대학 발표 전형계획(2016.1) 기준이며, 최종 요강은 대학 홈페이지 참조


